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

전세계 엔지니어 들이 첫번째로 선택하는 최고의 올인원 솔루션

제품 상세 소개
45만개 이상의 금속 및 비금속 재료에 대한 200만개 이상의
특성치를 26개의 언어로 제공

약 45만개 이상의 재료특성을 보유
3,000개 이상의 고급데이터 소스
금속, 폴리머, 세라믹, 복합재
약 약 150,000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
74개 표준 개발 기구
35,000개 이상의 재료에 대한 피로특성
국제표준 상호 참조 테이블
특성치의 추정 및 보간
화학 조성
CAE 소프트웨어 포멧으로 데이터 추출
기계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식별
여러가지 재료의 비교 옵션
표준 및 재료 업데이트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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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각종 데이터 및 여러 기능의 모듈들을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

Extended Range
PolyPLUS

SmartComp

DataPLUS

Total Metals

eXporter

Tracker

Suppliers

Total Metal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재료 물성치 데이터베이스이며,
Total Materia 제품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최고의 데이터 및 모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www.totalmat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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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teria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로, 45만개의 금속,
폴리머, 세라믹, 복합재 등의 물성치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만개의 특성 데이터
45만개의 재료
74개 국의 국가표준

약 45만개의 재료특성

특성치의 추정 및 보간

3,000개 이상의 고급데이터 소스

화학 조성

금속, 폴리머, 세라믹, 복합재

CAE 소프트웨어 포멧으로 데이터 추출

약 150,000만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

기계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74개 표준 개발 기구

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식별

35,000개 이상의 재료에 대한 피로특성

여러가지 재료의 비교 옵션

국제표준 상호 참조 테이블

표준 및 재료 업데이트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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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재료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컨설턴트, 중소기업, 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Total Materia는 당신의
필요에 맞는 패키지 및 라이선스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제품 에디션

Total Materia의 전체 모듈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69개국 표준의 금속합금 및
철, 강,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마그네슘, 주석, 아연, 납, 니켈, 코발트 등의 45만개 이상의
금속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2000만여개의 특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광범위한 금속 데이터베이스

웹 에디션

Total Materia는 싱글 유저 데스크톱
에디션부터, 싱글 유저 웹 에디션, 제품

PolyPLUS

사용군 별 회사용 멀티 유 저에디션, 글로벌

수천 가지 비금속 재료 물성치 데이터

기업을 위한 기업 에디션까지 다양한 제품
형식 및 옵션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고급 재료 물성치 리소스
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식별

DataPLUS

부식 데이터 및 치수와 공차 정보를 제공
재료 데이터 소스를 CAE 소프트웨어 포멧으로 추출
표준 및 재료에 대한 중요 업데이트 내역 제공
재료 공급자에 대한 정보와 검색 엔진

제품 패키지

패키지

구성 요소

Total Materia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세분화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TOTAL
METALS

SMART
COMP

Essentials
Essentials P R E M I U M
Inspect
Inspect P R E M I U M
Design
Design P R E M I U M
PowerPack
PowerPack P R E M I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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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 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Total Metals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

1500만개의 특성 데이터

35만개의 재료

74개 국의 국가표준

Total Metal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재료 물성치 데이터베이스이며,
Total Materia 제품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최고의 데이터 및 모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도전
k 해외에서 사용 할 등가 물성치 재료를
비교 검색하여 찾기

k 상세한 화학 조성 또는 기계적 특성치를
이용하여 전세계의 재료를 대상으로
검색하기

k 특정 분야에 적용될 재료의 스펙을

솔루션
기본적인 것은 물론 복잡한 엔지니어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속 특성 리소스입니다
74개 국가의 국제 상호 참조표를 사용하여 유사 물성치 또는
등가 물성치를 확인하고 찾는데 최고의 도움을 줍니다
표준 데이터는 수천 가지의 독점적인 재료 및 기타 소스들로
보완되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확인하고 정확한 등급 찾기

k 다양한 조건과 온도에서 변화되는 기계적,
물리적 및 기타 특성들에 대해서 출처를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찾기

유익
k 시간을 절약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다니
k 절약된 시간은 제품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k 여러 표준기관 및 단체에서 반복되는 작업들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입니다
www.totalmateria.com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

Total Metals는 표준금속 특성 데이터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74개 국가
표준의 재료 35만개에 대한 1500만개의 방대한 특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5만개의 소재
74개의 국가/표준

표준

화학 조성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독점 데이터 시트

열처리 선도
자기 특성

실험 데이터

기계 가공성 데이터
기술 자료

상호 참조

재료 미세조직 사진

비교

최고 품질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Total Metals는 화학조성, 상호 참조표, 상온에서의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고온 및
저온에서의 열처리 선도, 재료 미세조직, 기계 가공성 등과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인증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재료 상호 참조 기능
전세계의 등가 물성치에 대해서 1500만개가 넘는 데이터를 가진 가장 광범위한 상호 참조 표와
독점적 기능의 유사성 분류 체계로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받은 SmartCross2 알고리
즘은 화학 조성이나 기계적 특성 또는 이 두가지를 조합된 것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등가 재
료를 식별하고 찾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제품 개발 & 고객 지원
Total Metals의 재료와 특성 정보는 매달 업데이트 되며, 최신 표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세트와 알고리즘,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업데이트 합니다. 또한
Total Materia는 정기구독 사용자에게 산업분야의 경험을 합쳐 300년이 넘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신적인 팀의 무료 기술 컨설팅으로 모든 측면에서 최대의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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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 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PolyPLUS
수천가지 비금속 물성치 데이터

폴리머

세라믹

복합재

섬유

시멘트

폼

허니콤

목재

PolyPLUS는 플라스틱, 세라믹, 복합재, 섬유, 시멘트, 폼, 허니콤, 목재 등 수천개의 비금속
물성치를 가지고있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도전
k 폴리머, 복합재, 세라믹, 섬유, 시멘트, 폼,
허니콤, 목재 등의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출처를 알 수 있는 표준 및 물성치 데이터
찾기

k 여러 종류의 금속 및 비금속 재료를 동시에
비교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기

k FEA/CAE 계산을 위해서 응력-변형률 및
피로 데이터가 포함된 고급 특성 정보를
수집하기

솔루션
수만가지의 플라스틱, 세라믹, 복합재, 섬유, 시멘트, 폼,
허니콤 및 목재에 대한 비금속 물성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가지의 표준 및 독점적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 및 피로특성을 포함한 비금속 재료에 대한
고급 특성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특성)의
손쉬운 검색

유익
k 필요한 모든 물성치 데이터에 대한 원스톱 리소스입니다
k 적용가능한 모든 재료들을 찾고 그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설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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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가지 비금속 물성치 데이터

350,000개가 넘는 금속 합금이 포함된 Total Metals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된 PolyPLUS는 Total Materia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정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폴리머
구성 데이터
시멘트
기계적 특성
세라믹

표준 재료

물리적 특성
폼

생산자 데이터시트

열 특성
복합재
전기적 특성

실험 데이터

허니콤
응력-변형률 선도
섬유

제조 정보
목재

필요한 모든 물성치에 대한 최고의 원스톱 리소스
수천개의 플라스틱, 세라믹, 복합재, 섬유, 시멘트, 폼, 허니콤 및 목재에 대한 특성정보를
포함하고있는 PolyPlus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금속 특성 데이터베이스인 Total Metals와
결합하여 비금속 재료를 위한 Total Metals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며, 버튼 클릭으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비금속 재료의 고급 물성치 데이터
Extended Range는 금속 재료에 대한 고유의 고급 특성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속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응력 변형률 선도 및 피로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비교불가의 제품개발 및 업그레이드
헌신적인 PolyPLUS 팀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및 기능 업그레이드가 매월 이뤄지고 있으며,
점점 커져가는 PolyPLUS 비금속 라이브러리는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빠질 수 없는 리소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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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 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Extended Range
고급계산을 위한 비교불가의 물성치 리소스

응력-변형률 선도

성형성 곡선

피로 데이터

크리프 데이터

Extended Range는 중요한 설계 활동에 사용되는 고유의 고급 특성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전
k 고급 엔지니어링 계산에서 CAE 및 FEA
시뮬레이션에 필수적인 재료 데이터 찾기

k 다양한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서 응력변형률 곡선 얻기

k 유럽 또는 아시아와 같이 다른 조건에서
피로특성 데이터 비교하기

솔루션
중요한 설계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고급특성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고급 계산업무를 하기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료특성 정보를
찾는 소모적인 작업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3,000개가 넘는 참고문헌 및 문서로부터 실험 데이터의
독점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통해 처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익
k 비용이 소모되는 잠재적 에러를 방지합니다
k 보다 최적화되고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k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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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계산을 위한 비교불가의 물성치 리소스

Total Materia의 Extended Range 데이터 세트는 응력-변형률 곡선,
성형성 선도, 피로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구조나 열에 대하여 계산 및
해석을 위해 탁월한 재료특성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테이블

독점적 테스트
데이터
기술 연구 보고서

응력-변형률 선도
성형성 곡선

그래프

피로 데이터
파괴 역학

실험 데이터

추정값

크리프 데이터

재료 비교
문헌 자료
데이터 추출

수천개의 응력-변형률 곡선
소성영역 계산을 위한 150,000개 이상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5000개 이상의 재료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이 재료들은 다양한 열처리 조건과 작업온도 그리고 준 정적부터 1,000 1/s가 넘는
변형속도의 조건으로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응력 및 공칭응력 곡선 두가지 모두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온도나 변형속도의 값으로 곡선 보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피로 물성 데이터 모음
다양한 열처리 조건과 하중조건에서 35,000개가 넘는 재료의 e-N, s-N 선도를 위한 변형률-수명,
응력-수명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단조 특성은 통계적 피로 파라미터가 입수 가능한 경우에
참고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성치의 추정을 위한 독점적인 방법론을 보유
Extended Range에서는 Total Materia의 상호 참조 테이블과 등가 물성치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80,000개의 피로특성과 90,000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의 추정 값을
제공합니다. 추정된 값은 실험데이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연구나 계산을
위해 가치 있는 시작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급 특성 데이터
단조 및 드로잉 그 외 다른 단조공정을 위한 온도 영역에서의 성형 한계와 고 변형률 곡선을
제공하며, 파괴역학의 K1C, KC, 균열성장 및 Paris law 파라미터의 균열성장 그래프를 같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Larsen-Miller 파라미터와 부품의 남은 수명 계산을 사용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항복 응력과 크리프 파단 강도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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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omp
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빠른 검색

SmartComp는 Total Materia의 모듈로써 분광계 또는 기타 분석 소스로부터
얻은 화학조성을 활용하여 지능적 금속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화학적 조성 입력
측정장비, 실험결과 또는
문서로부터 얻음

2 단계
결과 보기
Total Materia의 고유 알고리즘이
적합한 결과를 빠르게 검색

3 단계
재료, 특성 등을 검토
Total Metals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재료와 데이터를 확인 및 비교

빠른 재료 식별을 통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자 보증에서 재료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비즈니스 품질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의 추론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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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재료의 빠른 검색

특허 받은 알고리즘이 적용된 SmartComp는 신속한 다중-기준 재료 식별을 함으로써
연구에 소요되는 업무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재료 상호 참조

화학 분석

전문 추론 모듈

가능한 일치 목록

자세한 재료 특성

Total Metals

특허 기술을 통한 전문가 추론
전문가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 설계된 SmartComp는 수작업으로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수행합니다. SmartComp의 특허 받은 알고리즘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함정 요소, 불순물 및 미량 요소가 식별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검색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금속 데이터베이스로 검색
검색 및 비교를 위한 대형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최고의 전문가 일지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SmartComp에서는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여 350,000개가
넘는 재료의 조성 데이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화학 분석 데이터가 일치하는 재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식별 옵션
고급 식별 모드에서는 각 합금 요소에 대해 상대적 중요성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문제에 더 적합하고 일치하는 합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ference Materials는 별개의 다른 모듈로, 분광계를 교정하기 위한 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재료 식별 그 이상의 것
조성이 일치하는 재료를 식별하는 것은 여러 기능 중 하나입니다. Total Materia는 side by side
비교 옵션 그리고 화학 조성과 기계적 특성을 결합하여 비교하는 상호 참조 테이블의
SmartCross2 모듈을 사용한 검색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검색된 재료의 일치리스
트에서 재료 특성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료와 그 특성들에 대해 더 자세한 비
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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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PLUS
수천가지 재료에 대한 부식데이터, 재료 용접정보, 치수 및 코팅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식

조인트

치수

코팅

DataPLUS는 수천가지 금속 및 비금속 재료에 대한 부식데이터, 재료 접합정보,
재료 치수, 공차 및 코팅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데이터 모듈입니다.
도전
k 실생활에서 재료의 부식 거동에 대한 이해
k 성공적인 용접공정을 위한 재료 및 소모품 선택
k 재료특성과 치수 데이터 단위를 통일하여
확인하기

k 하나의 플랫폼에서 재료와 관련된 코팅정보 및
속성 찾기

솔루션
DataPLUS는 부식, 조인트, 치수, 코팅 네 가지 데이터 서브세트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재료 선정 과정의 중요한 추가 리소스로
사용됩니다.
Total Materia와 통합된 DataPLUS는 화학조성, 등가재료 테이블,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과 같은 다른 핵심정보와 완벽하게 연결되며,
이를 통해 더 큰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k 잠재적 오류를 피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과
구매부서 간의 의사 소통

유익
k 보다 정확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 실제 조건에서 재료의 거동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k 대량 재료의 특성을 찾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k 설계 부서와 재료 조달 프로세스 간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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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데이터, 재료 용접정보, 치수 및 코팅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재료 데이터베이스인 Total Metals와 PolyPLUS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ataPLUS는 재료 선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주요 산업 어플리케이션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

독점적 데이터시트

•
조인트

실험 데이터

치수

재료 용접 특성

•

소모품 특성 데이터

•

용접 조건 정보

•

직경 및 두께

•

허용 공차

•

기술 자료

다양한 부식 매질 조건

• 다양한 온도범위

부식
표준

내식성

표준 제품 형태

•
코팅

질량 및 두께

•

경도

•

마찰 계수

수천 가지 재료의 부식데이터
다양한 환경 및 온도 조건에서 재료의 부식속도 및 내식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 온도, 노출시간, 부식유형을 포함하는 부식 데이터는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과
완전히 통합되어 재료 선정을 위한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재료 및 소모품에 대한 용접정보
접합 메뉴에서는 기계적 특성, 수천가지 재료조합에 대한 정보, 기본재료 특성데이터, 소모품
특성 및 관련 용접방법에 대한 참고자료와 같은 중용한 용접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수와 공차정보의 빠른 검색
치수 및 공차 데이터세트를 사용하면 특정 재료제품 형태의 측정 및 허용변형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부서와 구매부서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성능 이해를 위한 코팅 정보 검색
코팅선택 및 성능과 관련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치수 및 특성 데이터와 함께
수백개의 코팅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치수, 최대 작업온도, 경도
등과 같은 특성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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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r
데이터 소스와 CAE 소프트웨어 사이를 연결합니다.

SolidWorks

XML
XLS

ANSYS

HyperWorks

ESI

Solid Edge
Abaqus

eXporter는 데이터 소스와 컴퓨터 응용공학 (CAE)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추가 모듈입니다.

도전
k 선형 또는 비선형해석을 위해 CAE 솔버 포맷
으로 사용가능한 고급 특성데이터 찾기

k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와 타이핑작업 그리고 복
사 및 붙여넣기 없이 CAE 소프트웨어로 데이
터소스 불러오기

k 재료특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인풋을 얻음으로
써 위험하고 비용이 소모되는 오류 피하기

솔루션
기계적 특성부터 응력-변형률 곡선까지 다양한 설계 활동에
필요한 풍부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 확인, 불러오기의 간단한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범위의 CAE 솔버 형식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 또는 재입력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k 다양하고 반복 가능한 설계 작업을 가장 효율
적인 방법으로 수행

유익
k 지루한 재입력 작업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시간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k 데이터 편집 오류 제거를 통해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 데이터 수집 작업을 간소화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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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스와 CAE 소프트웨어 사이의 간격을 메워줍니다
eXporter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Total Materia에서 CAE 소프트웨어 포맷으로
직접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Excel파일 또는 .xml로도 내보낼 수 있으며, 이것은
간단한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포맷으로 단 몇 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Total Metals
기계적 특성

1 단계

물리적 특성

특성 선택

SolidWorks

응력-변형률 선도

2 단계

포맷 선택

피로 데이터

PolyPLUS
기계적 특성

3 단계

ANSYS

XML
XLS

Extended Range

HyperWorks

Solid Edge
ESI Abaqus

CAE로
내보내기

물리적 특성

참고사항 : 가입기간 동안 동시접속 가능한 라이선스 하나당 최대 100개의 데이터 세트 내보내기가 허용됩니다.
이전에 추출했던 모든 데이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제한으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리소스로부터 데이터 추출
Total Materia는 세계 최대의 재료 물성치 리소스를 제공하며, 450,000개가 넘는 재료와 2000
만개의 특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CAE 데이터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CAE 소프트웨어 포맷 선택가능
eXporter는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응력-변형률, 피로 데이터와 같은 고급 계산에 사용되는 재료
데이터를 다양한 CAE 소프트웨어에 호환 가능한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맞춤 형식의 .xml
파일과 간단한 .xls 파일 포맷도 지원합니다.

Total Materia 모듈의 원활한 통합
eXporter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Total Metals와 Extended Range의 데이터 세트 전체
를 사용하여 관심 특성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국제 상호 참조테이블과 비교
하기 기능을 통해 Total Materia를 최대로 활용하여 CAE 포맷으로 내보내기 위해 선택한 데이터
에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선택된 데이터는 추적 가능한 형태로 백업되어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www.totalmat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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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표준 및 재료 업데이트 정보를 추적
재료

표준

제작자

관심 표준 및 재료 추적

오늘날의 국제 표준 및 생산자 사양의 변화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Tracker는 중요한 재료 추적의 요구사항에 대한 Total Materia의 해결책입니다.

도전

솔루션

k 현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가장 최신의
정보로 적용하기

k 다른 영역의 비즈니스에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k 재료와 표준 그리고 사양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k 정보사용, 형상관리, 전체 공정 퀄리티와
관련된 가장 좋은 사례로 회사에 기여하기

사용중인 재료 데이터가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 데이터를 변경할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변경된
사항과 표준 버전이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에 따라 선호되는 재료와 업데이트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익
k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k 표준 획득을 위해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 최적화된 정보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뛰어난 비즈니스로
이끌 수 있습니다.

Total Metals

재료 업데이트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특성
표준 정보
업데이트

Extended Range

Total Materia
월간 업데이트

생산자
업데이트
관심 정보
추적

PolyPLUS

월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Tracker를 사용하면 중요한 표준 및
재료 업데이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료 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중요한 특성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세트를 추가하거나 버전 정보를
간단히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www.totalmat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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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s
재료 공급자에 대한 정보와 검색 엔진
직접 공급업체

대체 공급업체

상호 참조

Total Materia 모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Suppliers 모듈은 전세계의 재료 사양과
공급업체간의 정확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도전

솔루션

k 선택한 재료의 범위에 따라 적합한 공급
업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k 재료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를 대안으로
검색하여 물가변동에 대응하고 재료
배송기간을 맞추기

k 다른 국가의 재료 공급업체를 찾아 글로벌
구매 활동을 조정하기

k 엔지니어링, 구매 및 제조사 간의 의사소통
개선하기

엔지니어링, 조달 및 제조사 간의 매우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국제 상호 참조 테이블과의 시너지 효과로 구매 및 재료
공급에 대해 글로벌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Total Materia 패키지와의 완벽한 통합으로 인해
사용자는 간단히 버튼을 클릭을 통해 대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익
k 재료 구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k 엔지니어링과 조달 부서에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k 재료와 그 재료의 공급자를 연결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소모의 오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직접 공급자

Total Metals

재료 표준
표준 번호
스틸 그룹
배송 형태
열처리

유사성
화학 조성

2
기계적 특성

대체 재료

상호 참조
대체 공급자

관심있는 재료와 전세계의 공급업체들을 찾아서 연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고 구매 프로세스의 중요한 출발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www.totalmateria.com

세계에서 가 장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정확도를 높이는 새로운 재료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이터 +

Total Materia =

Total Materia Integrator

Total Materia Integrator는 내부 표준 및 규정, 테스트 데이터 또는 외부 데이터 소스와 같은
중요한 비공개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전
k 여러 개의 비 체계적이고 분산된
데이터소스 관리하기

k 회사조직 전체에서 정확한 재료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k 소급성을 관리하여 정보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k 재료에 대한 표준변경의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

솔루션
재료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가벼우며, 사용하기 쉬운 강력한 웹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변경사항을 추적하여 완벽한 소급성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용자정의 특성, 데이터세트 및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 특성검색, 재료와 데이터세트 비교, 데이터 추출 등의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간단함 : 온라인 또는 설치사용의
유연한 패키지 구성

신속함 : 몇 시간 내로 승인될 수 있는
즉각적인 서비스 대기상태

업데이트 : 매달 새로운 기능 및 데이터
업그레이드

편리한 사용 : 표준 Total Materia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

강력함 : Total Materia와 결합 되어,
매우 유용한 데이터 관리 도구를 제공

저렴함 : 시장의 다른 경쟁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가격

www.totalmat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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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or에서는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 나은
엔지니어링 의사결정, 시간 절약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믿을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제공합니다.
Total
Materia Integrator

구성 데이터

객
고

Materia
Creator

물리적 특성
새로운 재료
추가

열 특성
응력 - 변형률 선도

특성 정의

문서 첨부

추출

전용 데이터베이

기계적 특성

재료 수정

소스 정의

Total
Viewer

다이어그램

스

제조 정보

PDF

비교
Extended Range
PolyPLUS
SmartComp

Total Materia Database
DataPLUS
Suppliers

eXporter
Tracker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Integrator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세트 및 문서와 함께 사용자 고유의 재료들에 대한 다양한
특성, 다이어그램, 곡선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하고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신속한 정보의 배포, 생산
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엄청난 순간적 이득을 가짐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어서 투자대비 뛰어난 가치를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힘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와 Integrator의 통합으로 450,000개가 넘는 재료의 최대 범위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고급 특성 검색, 재료와 데이터세트의 직관적인 비교도구, 주요 CAE 솔버의 다
양한 포맷으로 데이터 추출 등과 같은 Total Materia의 전체 기능을 단 몇 초 안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지금 즉시 Integrator를 현재 패키지에 추가하십시오!

www.totalmateria.com

멀티 유저 솔루션
Total Materia의 멀티 유저 웹 라이선스는 소규모 및 대규모 그룹, 사무실
및 기업에 가장 편리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Workstation

User server

Total Materia
Web Server

Workstation

멀티 유저 라이선스: 네트워크 및 기업
에디션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의 지식과 정보력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내의 모든 인원은 언제나 필요할 때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멀티 유저 솔루션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라이센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Network: 다양한 서버 기반 라이센스 옵션을
제공하고, 암호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간 규모와 더
큰 규모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 유저 솔루션의 장점
턴키 솔루션 유지비 무료: 서버나 컴퓨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다운로드, 유지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최신의 데이터: 사용자는 항상 가장 최신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컨텐츠에 빠르고 쉬운 접속:
사용자는 번거로운 로그인과 패스워드가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경제성: 물성치 정보가 필요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이것은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전체 조직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버 기반 라이센스. 대기업 및 중앙
집중식 리소스 센터를 위한 완벽한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다중 사용자 가격은 모든 이벤트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사용하여 총 Materia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 및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www.totalmateria.com

회사 소개
Key to Metals AG는 Total Materia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고객맞춤 프로젝트 및 OEM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인소유의 스위스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성장
최초 금속 데이터베이스를 1993년에 개발

Total Materia Integrator 출범
개인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Total Materia 데이터 간의 통합

eXporter, Tracker : 새로운
기능 모듈 출시

2013년 59%의 사업 성장

KEY to METALS가 Total Materia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비금속
모듈인 PolyPLUS의 공개

세계 선도 분광계 생산 업체와 OEM
파트너쉽을 체결

SmartComp : 소재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업계 최초의 품질과 정보 보안
관련 이중 인증

첫 번째 온라인 철강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시작

1999

2000

2001

2002

DataPLUS : 부식, 치수 및
코팅 정보를 포함하는 새
데이터 모듈

Extended Range : 설계
업무를 위해 출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E 공급 업체와
최초의 파트너십 구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무
재료 물성치 정보에 대한 최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전세계의
엔지니어, 전문가 및 회사가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전
모든 재료 물성치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전세계 1위의 삭제 위치를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우 리의 주요 원칙
최고수준의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불확실성을 제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술지원 및 현지화로 고객에게 헌신하기
제품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을 통한 리더십

www.totalmateria.com

Key to Metals AG, Doldertal 32, 8032 Zürich, Switzerland
Phone: +41 44 586 49 59, Fax: +41 43 508 00 99, CustService@totalmateria.com

www.totalmateria.com
© 1999-2018 Key to Metals AG. 판권 소유.

